THE QUALITY POLICY
1. The Company Safety and Quality Policy is to supply all its customers with services that
consistently meet customer needs and requirements. For fully realized this policy;
고객의 필요 및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안전/품질 방침이다. 이 방침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1) For above, company appoint a D.P to implement and improve Environment, Safety &
Health and Quality (ESHQ) Management system with the necessary skills and
resources as well as business independence.
회사는 독립적인 업무에 추가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자원과 함께 ESHQ 경영 시스템의 이행 및 개선을 위하여 D.P를
지명한다.

2) Introduce and apply advanced management technique in all field, including
management, finance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utilizing existing systems, such a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Quality System and Ship Management System, to a
greater extent and effect.
경영/회계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품질관리 및 선박관리 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의 모든 분야에 대해 진보된 관리 기법을
적용한다.

3) Promote a friendly work environment to harmonize all personnel aboard ships in
recognition of such an environment is the key element of safety management; and
Encourage ESHQ System by obligating superintendent's on board activity and
promoting the NEW 3 ZERO & 3 TAKE Campaign, and award of Monthly Near miss,
Memorial day and excellent performance of safety management of ship.
승선중인 모든 승무원의 화합이 안전관리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작업 환경을 증진시킨다. 감독 방선, [新 3
Zero 3 Take 운동] 추진 및 매월 Near Miss 우수선박, Memorial Day 및 안전관리 실적 우수 선박 선발을 통하여 ESHQ
시스템 이행을 격려한다.

4) The Company is to measure the customer’s satisfaction quantitatively for the service
provided and for the image of the enterprise in order to maximize the satisfaction
through continual improvement based on the results.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 및 기업 이미지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

5) The Company is responsible for assessing all identified risks to its ships, personnel and
the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safeguards.
회사는 선박, 인원과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안전장치의 수립을 보장 한다.

2. The Company is totally committed to achieving the highest management standards with
particular emphasis placed upon marine safety, safe working practices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 air environment.
회사는 해상 안전, 해양 환경 보호 및 대기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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